
- 521 -

양방향 배전선로에서 고장구간 판단 알고리즘 연구

박학열*, 서동권**, 

한전KDN*, 한국전력공사**

A Study on the Algorithm for the Determination of Fault Section in Bidirectional 

Distribution Line

Park hak-yeol*, Seo Dong-Kwen**

KDN*, KEPCO**

Abstract - 최근 고유가에 따른 발 비용 증가와 교토의정서 발휘로 
인한 CO2 감의무 등 환경보 이라는 사회  요구와 맞물려 새로운 신
재생에 지 분야에 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. 
이러한 신재생에 지로 표되는 풍력, 태양 , 연료 지 등을 이용하는 
발 방식은 용량의 발 으로 규모 집 형 원이 아니 력 수요지 
근방에서 설치되는 비교  작은 규모의 분산형 원(DG;Distribution 
Generator)으로 배 선로에 직  연계됨에 따라 배 계통에도 큰 변화
가 일고 있다.
분산 원(DG)이 배 계통에 연계됨에 따라 압변동에 따른 압조정, 
고조  계통유입에 따른 기품질, 계통고장시의 분산 원의 단독운  
방지, 고장 류의 분산에 따른 선로의 보호 조 등 다양한 새로운 문제
이 두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해 연구개발  신기자재개발 등

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.
재 배 자동화시스템에 용되고 있는 고장검출 알고리즘은 단방향으
로 기를 공 하던 통 인 배 방식에서 단순 과 류요소에 의해 고
장검출하는 알고리즘을 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산 원이 연계된 양방
향 기공  배 계통에서는 정확하게 고장구간을 검출하기 어렵다. 이
로 인해 고장 단 문제 과 보호기기의 오동작 등으로 정확하게 고장구
간을 단하지 못하여 역정 이 발생되고 고장복구가 장시간 소요되
고 있는 실정이다.
본 논문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해 양방향 기공  배 계통에서 고장
이 발생시 고장 으로 유입되는 고장 류의 형형태를 분석하여 고장
구간을 단하는 알고리즘을 소개하고자 한다. 한 다기능
mFRTU(mFRTUmulti-function Feeder Remote Terminal Unit) 의 고장
구간 단 알고리즘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해 실선로에서 실증시험을 
시행하 으며, 그 결과를 분석하여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.

1. 서    론

  국내 배 계통은 성  다 지방식을 채용하고 있어 1선지락고장
시에도 류가 흐름으로써 고속도 차단방식을 용하고 있다.

한 분산 원(DG)의 배 계통(22.9KV-Y)과 연계는 력용량크기에 
따라 압 단상선로 연계는 20kW 이하, 특고압 3상 연계는 3MW이하
로 제한범 내에서 직  배 계통에 연계되고 있으며 그 수량은 계속
으로 증가추세에 있다. 
그러나 재 배 계통에 운용 인 배 자동화시스템(DAS; Distribution 
Automation System)은 아직까지 분산 원이 연계됨으로써 발생되는 보
호 조나 고장검출과 련된 문제 을 해소할 있는 기능이 완벽하게 구
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. 배 자동화시스템에서 고장검출과 련된 
기능을 수행하는 장치는 mFRTU이다. mFRTU는 배 기기와 같이 장
에 설치되어 실시간으로 압/ 류를 계측하여 선로 고장을 검출하는 
요장치이다. 

<그림 1> 배전자동화시스템 개념도

본 논문은 지방식의 배 계통에 분산 원이 연계됨에 따라 mFRTU의 
고장검출 기능에 고장방향 검출이 가능하도록 개발한  것이다. 재 운
용 인 FRTU는 고장방향을 검출하는 기능이 없다. 한 재의 고장검
출 알고리즘은 단순히 고장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류크기를 설정하고 
그 설정값 이상 고장 류를 경험하고 보호기기(CB or Recloser)에 의해 
선로가 차단되어 사선이 되었을 경우에 선로고장이라고 인식하여 FI정
보와 고장 류만을 앙장치에 송하 다. 그러나 분산 원이 배 계통
에 연계됨에 따라 최  고장시 에는 양방향 원이 공 되기 때문에 
그 연계된 선로의 체의 단발장치가 FI정보 발생됨으로 고장구간을 
별하기가 어려운 문제 이 있다. 이를 개선하기 해 고장 류 통 방향

을 검출하여 고장방향을 단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. 이 고
장방향을 검출할 수 있는 기능이 구 된 mFRTU를 분산 원이 연계된 
양방향 배 선로에 용할 경우 고장구간을 정확히 찾을 수 있을 것이
다. 
먼  분산 원이 연계된 배 계통에서 고장발생시 FI정보만으로 고장구
간을 단하는데 문제 이 있음을 설명하고 구간별로 선로고장 발생시 
고장 류 흐름에 해서 기술하고자 한다. 이를 해결하기 해 고장 류 
통 방향을 단하는 알고리즘 기본 원리에 해 기술한 후에 기능이 
구 된 mFRTU를 이용하여 실선로를 모의하여 시험하고 시험한 결과를 
소개하고자 한다

2. 본    론

  2.1 분산전원 연계선로에서 고장발생시 문제점  
  기존 mFRTU가 배 선로 고장을 인식하는 기 은 설정된 고장감시
류(최소동작 류) 이상의 류를 검출하고 보호기기(CB, Recloser)의 차
단으로 사선이 되었을 경우 최종 고장으로 단한다. 

<그림 2> 일시고장 발생시 Sequence 진행도

<그림 3 > 순간고장 발생시 Sequence 진행도

 그림 2, 3은 재 운용 인 Recloser와 mFRTU의 선로고장 발생시 
FI Sequence 진행도다. 그림 2는 Recloser의 동작 Sequence를2회로 설
정하 을 경우 일시고장 발생시 Sequence 진행도이며, 그림 3은 순간고
장 발생후 재폐로하여 고장이 해소된 경우를 가정한 Sequence 진행도이
다. 
 재 배 선로에 사용되는 보호기기(CB, Recloser)는 방향성을 갖지 않
는 단순한 과 류계 기이기 때문에 고장 류 방향에 따라 선택 으로 
차단할 수 없고 고장 류 크기만으로 동작한다. mFRTU의 고장검출 알
고리즘도 보호기기에 의존하는 한계성으로 인해 보호기기 오동작시 
mFRTU도 FI 오 정보 를 발생시킬 수 있다. 특히 분산 원이 배 계통
에 연계된 선로에서 고장발생시 체 mFRTU가 고장 류를 경험하기 
때문에 보호기기가 차단될 경우 체 mFRTU가 FI정보를 발생시킴으로
써 운 자가 고장구간을 정확하게 단하지 못해 고장복구가 지연되는 
문제 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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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.2  분산전원 연계선로에서 고장전류 흐름
  분산 원이 연계된 배 계통에서 선로고장 발생시 고장 치에 따른 
고장 류 흐름은 아래와 같다. 

<그림 4> Case1, 선로말단에서 고장시

그림 4처럼 분산 원이 연계된 지 보다 말단에서 고장발생시에는 변
소로부터 유입되는 고장 류와 분산 원에서 유입되는 고장 류가 고장
으로 흐른다. 통상 분산 원이 연계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변 소 원
측에 설치된 GA1에서 검출된 고장 류가 가장 크나, 분산 원이 연계됨
으로서 GA1의 고장 류크기보다 GA3에서 검출한 고장 류 크기가 더 
크게 된다. 한 체 GA는 고장 류를 경험하기 때문에 변 소의 CB
와 분산 원의 보호기기가 차단되는 시 에 FI정보를 발생시킬 것이다. 

<그림 5> Case2, 연계 중간지점에서 고장시

그림 5는 변 소와 분산 원의 간에서 선로고장이 발생할 경우로서 
GA1의 고장 류가 GA2 고장 류 보다 크지만 GA의 최소동작 류 설
정값에 따라 GA1과 GA2 모두에서 FI정보가 발생하고 GA3는 FI정보를 
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운 자는 고장 이 GA2의 부하측이라고 오 단 
할 수 있다. 한 분산 원이 연계됨을 운 자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
고장 류 크키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장 이 CB와 GA1사이인지 
GA1과 GA2사이인지를 단하기 어려워 고장구간 분리하는데 어려움이 
있다. 
상기의 두 Case 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FI정보만을 의존해서 고장
구간을 단하기 어렵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. 결국 고장 류 통 방
향을 검출하여 고장구간을 단할 수 있도록 추가 인 알고리즘이 필요
함을 알 수 있다. 이를 해소하기 해 mFRTU에 기능 구 된 고장 류 
통 방향을 정하는 기본원리를 기술하고자 한다.

  2.3 고장전류 통전방향 판정 알고리즘
  본 논문에서 기술하는 mFRTU의 고장 류 통 방향 정은 기본 으
로 고장발생시 고장 류와 압의 상을 비교 단 함으로써 고장 류 
통 방향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이다. 그러나 고장발생시에 고장유형(1선
지락, 선간단락, 3상단락)에 따라 고장상의 압 형이 왜곡되거나 
Pickup치 이하로 떨어짐으로써 정확히 단하기 어렵다. 이를 해소하기 
해 고장인지 시 의 압과 류의 Sequence Component Analysis를 

통해 고장방향을 단하는 기법을 용하 다. 아래 그림 6은 지계통
에서1선지락 고장시 고장방향 정과 련된 벡터도이다. 지락고장시에
는 상분 압(V0)과 상분 류(I0)의 상각으로 방향 정하며, 선로
조건에 따라 MTA0를 설정하여 최 화 시켰다.

VbVc

Ia_fault

3Vo

3Vo-180°

Forward Area

Reverse Area

Ia_fault+MTA0

<그림 6> 접지계통의 지락고장시(A상) 판정 벡터도

아래 그림 7은 지계통에서 단락고장시 고장방향 정과 련된 벡터
도이다. 단락고장시에는 정상분 압(V1)과 정상분 류(I1)의 상각으로 
방향 정하며, 선로조건에 따라 MTA1를 설정하여 최 화 시켰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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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 7> 접지계통의 단락고장시(3상) 판정 벡터도

아래 그림 8은 고장 류 통 방향을 검출하여 고장방향을 정하는 
Flow이다. 
기본 으로 상시 압과 류를 계측하여 선로고장 유무를 검출하며, 선
로고장 검출시에 지락고장과 단락고장을 단하여 Sequence 
Component 성분을 이용하여 고장방향을 정한다.

Fault Indication ?

Yes

Ground Fault ?

Cos(-V0 -(I0 +MTA0)) > 0 ?

Forward

YesYes

No

COS(V1-(I1+MTA1)) > 0 ?

Reverse

N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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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 8> 고장방향 판정 Flow

  2.4 고장방향 판정을 위한 모의시험 결과
mFRTU가 고장방향을 정알고리즘을 검증하기 해 분산 원이 

계통에 연계된 실선로를 모의하여 시험계통을 구성하여 시험하 고 시
험한 결과를 분석하여 방향 정 정확성을 검증하고자 한다. 모의시험은 
한  력연구원내 시험기기에 mFRTU를 설치하여 시험한 내용이며, 
체 시험계통구성 단선도는 그림 9와 같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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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 9> 시험계통구성 단선도

시험방법은 개폐기 B호에 mFRTU를 설치하고 고장방향이 서로 반 가 
되도록 Fault 1,2,3에서 1선지락(A,N상) 고장을 발생시켰을 경우 정방향 
고장검출과 역방향 고장검출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고장 치를 변경하
여 시험을 실시하 다. 
표 1은 고장 치별로 B호의 mFRTU의 시험결과를  정리한 것이다.

          <표 1> 시험결과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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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tult1은 그림10과 같이 부하측인 Fault 1에서 1선지락(A,N상) 고장을 
발생시켜 B 개폐기에 설치된 mFRTU에서 원측에서 부하측으로 고장
류가 흐르는 것을 단하여 고장방향을 정방향(+)으로 단함을 검증

하는 시험을 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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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 10> Fault 1 1선지락 시험

 시험결과 mFRTU는 A, C, N상에서 FI를 검출하 고, 고장방향은 정방
향으로 정확하게 단 하 다.
고장 류는 A상 3404A, B상 193A, C상 229A, N상 3061A로 기록 하
으며 mFRTU에서 FI Pickup 설정치가 Phase를 200A로 설정하 기에 
C상도 고장으로 검출하 고, 모선에서의 고장 류가 유입되어 고장 류
가 크게 계측 된 것을 알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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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 11> Fault 2 1선지락 시험

Fault2는 그림11과 같이 타선로인 Fault 2에서 1선지락(A,N상) 고장이 
발생되었을 경우  분산 원(DG)가 공 하는 고장 류에 의해  B 개폐
기에 설치된 mFRTU에서 부하측에서 원측으로 고장 류가 흐르는 것
을 단하여 고장방향을 역방향(-)으로 단함을 검증하는 시험을 하
다.
시험결과 mFRTU는 N상 고장을 검출하 고, 고장방향은 역방향으로 
단 하 다.
고장 류는 A상 56A, B상 11A, C상 72A, N상 124A로 기록 하 으며 
mFRTU에서 FI Pickup 설정치가 상이 200A, 지락이 70A로 설정되어 
A상이 고장검출되지 않았으며 N상은 고장으로 검출하 고, 분산 원에
서만 공 하는 고장 류가 유입되어 고장 류가 작게 계측 된 것을 알 
수 있다.
N상의 고장 류가 큰이유는 분산 원의 계통연계 변압기의 결선이 Y-
△결선으로 인하여 고장시 A, B, C상 류가 동상으로 됨으로써 N상의 
고장 류가 크게 계측된 결과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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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그림 12> Fault 3 1선지락 시험

Fault3은 그림12과 같이 모선(BUS)의 Fault 3에서 1선지락(A,N상) 고장
이 발생되었을 경우  분산 원(DG)가 공 하는 고장 류에 의해  B 개
폐기에 설치된 mFRTU에서 부하측에서 원측으로 고장 류가 흐르는 
것을 단하여 고장방향을 역방향(-)으로 단함을 검증하기 한 시험
이다.
시험결과 mFRTU는 N상에서 고장을 발생하 고, 고장방향은 역방향으
로 단 하 다.
고장 류는 A상 153A, B상 130A, C상 193A, N상 490A로 기록 하 으

며 mFRTU에서 FI Pickup 설정치가 상이 400A, 지락이 70A로 설정되
어 A상이 고장검출되지 않았으며 N상은 고장으로 검출하 고, 분산
원에서의 고장 류가 유입되어 고장 류가 작게 계측 된 것을 알 수 있
다.
Fault3에서도 분산 원에서 유출되는 류가 계측되어 Fault2와 같이 N
상의 고장 류가 크게 계측 되었다.

<그림 13> mFRTU에 저장된 고장검출 이력

그림 13은 정방향과 역방향 시험을 진행한 후 B호의 mFRTU에 장된 
고장검출 이력이다. 순번 8이 Fault1로 정방향을 시험한 결과이고, 순번 
7이 Fault2, 순번4가 Fault3으로 역방향을 시험한 결과이다. 
한 mFRTU는 1Cycle당 128Sampling하여 최  160Cycle까지 총 8개
의 고장 형을 장하도록 기능 구 되어 있어 고장 부터 고장차단 이
후까지 종합 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. 

3. 결    론

본 논문은 배 자동화시스템 기반에서 운용 인 mFRTU의 고장검출 알
고리즘이 단순히 FI정보, 고장유형, 고장 류 크기만을 검출하여 앙장
치에 제공함으로써 분산 원이 연계된 배 계통에서는 고장구간을 정확
하게 단할 수 없음을 증명하 다. 그 원인으로 분산 원이 연계되었을 
경우 고장이 발생한 구간별로 고장 류 크기가 다르고 류흐름도 다름
을 기술하 다. 
이에 한 문제 을 해소하기 해 mFRTU에 기능구 된 고장방향 검
출 알고리즘의 기본원리와 알고리즘 Flow를 기술하 다. 이를 증명하기 
해 실선로의 계통을 모의하여 고장지 을 크게 3개소를 구분하여 고
장검출 모의시험을 진행하여 결과를 분석하여 검증하 다.
 향후 기존선로 뿐만 아니라 분산 원이 연계된 양방향 배 선로에 개
선된 고장검출 알고리즘이 내장된 mFRTU를 극 으로 용한다면 고
장방향을 검출하여 고장구간을 정확히 단함으로써 신속하게 고장복구
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력공 신뢰도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
기 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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